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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sch NBC-265-W 720p 무선 IP 카메라는 즉시 사용
가능하며, 소형 카메라 한 대에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
완벽한 네트워크 비디오 감시 시스템입니다. 이 카메라
는 소규모 사무실 및 유통산업 분야에 Bosch의 뛰어난
성능 기술을 선보이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경제적인
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내장 무선 LAN은 IEEE 802.11b/g 표준을 지원합니다.
또한 H.264 압축 기술을 사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제
공하는 동시에 대역폭 및 스토리지 비용을 30%까지 절
감합니다.

 기능

u 완벽한 네트워크 비디오 감시 시스템

u 선명한 이미지를 위한 HD 720p

u 이중 H.264 및 M-JPEG 스트림 동시 지원

u 카메라 내부 저장공간

u IEEE 802.11b/g 무선 작동

 



기술 사양

전원

입력 전압 +12VDC
전력 소비 4.6W(최대)
비디오

센서 유형 ¼인치 CMOS
센서 픽셀 1280 x 800
민감도 F1.2에서 1.0lx
비디오 해상도 720p, 4CIF/D1, VGA, CIF, QVGA
비디오 압축 H.264 MP(메인 프로파일), H.264 BP+(베이스라

인 프로파일 플러스), M-JPEG
최대 프레임 속도 30fps(M-JPEG 프레임 비율은 시스템 로드에 따

라 달라질 수 있음)
렌즈

렌즈 유형 2.8-8mm 가변 초점, 수동 조리개, F1.2-Close
렌즈 장착 CS 장착
연결

알람 입력 +9~30VDC
릴레이 출력 24VAC/VDC, 1A
오디오

오디오 입력 내장형 마이크
 라인 입력 잭 커넥터
오디오 출력 라인 출력 잭 커넥터
오디오 통신 양방향, 풀 듀플렉스
오디오 압축 G.711, L16(실시간 및 녹화)
로컬 스토리지

메모리 카드 슬롯 최대 32GB의 SD/SDHC 카드 지원

(HD 녹화에는 클래스 4 이상의 SD 카드가 권장
됨)

녹화 연속 녹화, 순환 녹화. 알람/이벤트/일정 녹화
소프트웨어 제어

장치 구성 웹 브라우저 또는 PC 감시 소프트웨어 사용
네트워크

프로토콜 HTTP, HTTPs, SSL, TCP, UDP, ICMP, RTSP, RTP,
Telnet, IGMPv2/v3, SMTP, SNTP, FTP, DHCP 클라
이언트, ARP, DNS, DDNS, NTP, SNMP, UPnP,
802.1X, iSCSI

이더넷 10/100 Base-T, 자동 감지, 하프/풀 듀플렉스,
RJ45

무선 IEEE 802.11b/g
무선 보안 WPA-PSK(TKIP), WPA2-PSK(AES)
기계적 특성

렌즈 포함 크기(높이
x가로 x세로)

55 x 72 x 178mm(2.17 x 2.83 x 7.01인치)

무게(렌즈 포함) 약 255g(0.56lb)
장착 상단과 바닥에 ¼인치 설치 소켓
환경적 특성

작동 온도

카메라

 

0ºC - +45ºC(+32ºF - +113ºF)
작동 온도

범용 전원 공급 장치

 

0ºC - +40ºC(+32ºF - +104ºF)

보관 온도 -20ºC - +70ºC(-4ºF - +158ºF)
습도 10% - 80% 상대 습도(비응축)
인증 및 승인

지역 인증서

유럽 CE
안전 EU: EN 60950-1: 2006,

IEC 60950-1:2005 참조
 US: UL 60950-1:

초판 날짜: 2007년 10월 31일
 캐나다: CAN/CSA-C22.2 NO. 60950-1-03
EMC EN 50130-4:1995 + A1:1998 + A2:2003
 FCC Part15 Subpart B, 클래스 B
 EMC 지침 2004/108/EC
 EN 55022/24
 EN 61000-3-2:2006
 EN 61000-3-3:1995+A1:2001+A2:2005
 EN 62311: 2008
 EN 300 328
 EN 301 489-1-17
 SRRC China
 FCC Part 15 Subpart C
 ICES-003 클래스 B
 EN 50121-4:2006
제품 인증 CE, FCC, UL, cUL, CB, SRRC
전원 공급 장치 CE, UL, cUL, PSE, CCC
주문 정보
NBC-265-W 720p 무선 IP 카메라 NBC-265-W
LTC 9348/00 시리즈 실내 돔 하우징 LTC9348/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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